견실한 경제가 창출하는 이익 분배
2017년 균형 예산안 주요 내용

5년 연속 균형 예산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5년 연속 균형 예산은 견실하고 다각화한 경제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BC 중산층 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고, 우선순위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균형 예산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BC 주는 전
세계의 많은 지역이

투자하며, 일자리를 낳는 경쟁력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을 신중하게

부러워하는 재정적 위상을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자는 것입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
»
»

BC 주는 2017년 상위
교실, 정신 건강 서비스, 그 외 가족, 아동, 극빈층 지원을 위한 신규 투자
재원 마련.

경제 실적 주에 들 것으로

30,000여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록적 수준의 인프라 투자.

예산으로 BC 주민을 위하여

예상되며, 2017년 균형
경제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플랜(MSP) 보험료 절반 할인과 보험료 면제 개시로 BC 주 전체
가정의 비용 부담을 근 10억 달러 절감.

MSP 보험료 단계별 면제 — 보험료 50% 감축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며,
생활비를 더 줄여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연간 가족 순소득이 $120,000 이하인 BC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플랜(MSP)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주 정부가 MSP 보험료 면제
절차를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 변화는 보험료 전액 납부 가족은 연간 최대 $900를, 개인은 연간 최대 $450를
절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이미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2백만 명의 BC 주민 외에도 2백만 명의 주민이 보험료를 절반만 내게 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MSP 보험료 변경

»
»

2백여만 명의 BC 주민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음.
추가로 2백만 명의 BC 주민이 보험료를
절반만 내게 됨.

마이클 드 용
(MICHAEL DE JONG), Q. C.
재정부 장관

MSP 보험료 단계별 감축 및 면제

정신 건강
부문 지원

2018년 1월 1일부터, MSP 보험료는 연간 순소득이 $120,00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50% 감축됩니다. 이미 2백여만 명의 BC 주민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으며, 이번 변경
조치로 추가 2백만 명이 보험료를 50%만 내게 되어 대부분 보험료가 거의 1993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주 정부는 MSP 전액 면제 가구의 소득 한계선을 $2,000 인상합니다. 즉, 소득이

정신 건강 상담 및 치료를

$26,000 이하인 개인 및 소득이 $35,000 이하인 두 자녀를 둔 부부는 보험료를 전혀

위하여 3년간 아동

내지 않게 됩니다.

가족 개발부에

4천5백만 달러 지원.

보험료가 절반으로 감축되는 2백만 명의 BC 주민.
2018년 1월 1일 발효(예시는 가구 순소득 기준)

최대 28개의 청소년
중독 치료 전문 병상을
추가하기 위하여

천2백만 달러 지원.

소득이 $49,000이고

소득이 $52,000이고

BC 물질 남용 센터에
3년간 천1백만 달러 지원.

부부 가구는

소득이 $29,000인

연간

독거 노인은

소득이 $39,000인

주기 위하여 최대 5개소의

연간

연간

최대 $450 절약.

최대 $900 절약.

노인 부부 가구는 연간 최대 $780 절약.

소득이 $40,000인

명의 추가 고객에게 도움을

9백만 달러 지원.

자녀가 둘인 부부 가구는

소득이 $51,000인

연간 센터별 1,200~2,500

청소년 서비스 센터 확장에

자녀가 둘인 한부모 가구는

최대 $672 절약.

연간

$132 절약.

독신 성인은 연간 $390 절약.

기록적 수준의 의료 부문 투자
보건부 예산은 2016~17년 기준 예산 대비 3년간 42억 달러 증액됩니다. 여기에는
주 정부가 3년간 1억 달러를 들여 특별히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와 물질 남용 문제를
다루는 각종 서비스를 보강하는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부 예산
$19,913
2016/2017 예산 대비
3년간 총 증가액:
42억 달러

$19,341
$18,840

$501

$572
$1,376

(단위: 100만 달러)
2016/17 예산 기준액
$17,965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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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875

2017/18

2018/19

2019/20

K~12 교육 지원금 증액
교육 예산은 2억2천8백만 달러의 BC 학교 등록 학생수 증대 지원금, 외곽 지역 교육
증진, 학생 운송, K~12 교직원 임금 지원금, 학습 개선 기금을 위한 지속 지원금 및 주
정부가 학급 규모와 구성에 관하여 BCTF와 최종 단체 협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학교 신축

3년간 지출할 3억2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3년간 7억4천만 달러가 증액될
예정입니다.

2017년 예산의 총 학교
설비 투자액은 3년간
20억 달러입니다. 여기에는

고등 교육 인프라에
26억 달러 지원

»
»
»
»
»
»
»
»
»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Simon Fraser University) 써리 캠퍼스의 지속 가능
에너지 환경 엔지니어링 건물 신축.

등록 학생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3년간 2억천7백만
달러 투자와 더불어

캠룹스 톰슨 리버스 대학교(Thompson Rivers University)의 산업 훈련 기술
센터 신축.
크랜브룩 로키 칼리지(College of the Rockies)의 기술 훈련 시설 재개발.

5,200명 확대.
430명의 신입생 정원
확대 및 코퀴틀람 스마일링

프린스 조지 뉴 칼레도니아 칼리지(College of New Caledonia)의
중장비학과 건물 신축.

크리크 초등학교(Smiling

Creek Elementary) 동네
학습 센터(Neighbourhood
Learning Centre) 설립.

넬슨 셀커크 칼리지(Selkirk College)의 기술 훈련 시설 개보수 및 재개발.
노스 아일랜드 칼리지(North Island College) 캠벨 리버 캠퍼스의 기술 훈련
시설 교체.
도슨 크릭 노던 라이츠 칼리지(Northern Lights College)의 기술 훈련
캠퍼스 교체.

써리의 신입생 정원 최대

버나비 알파 고등학교
(Alpha Secondary) 교실
건물 두 개 동 지진 대비

업그레이드 및 교체.

노스웨스트 커뮤니티 칼리지(Northwest Community College) 테라스
캠퍼스의 기술 훈련 시설 재개발.
오카나간 칼리지(Okanagan College) 버논 캠퍼스의 기술 훈련 시설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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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다음을 포함하여 극빈층 가족, 개인, 아동에게 3년간 7억9천6백만 달러 추가 지원.

»
소방관 및 수색 구조대

»

BC 자원봉사 소방관 및
수색 구조대 자원봉사자를
위한 신규 세금 공제로

BC 주 전역에 있는
수천 명의 유자격

»
»

자원봉사자에게 $3,000의
비환급 세금 공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 혜택은 연간

»

최대 $151.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과 서비스 강화, 대기자 축소에 1억4천7백만
달러 지원.
원주민 아동 복지에 관한 에드 존(Ed John) 최고 부족장 보고서의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하여 가족 지원 및 재결합, 문화적으로 적합한 서비스, 원주민
공동체 근무자 추가 채용 등에 1억2천만 달러 지원.
최대 2,000명의 보육 시설 정원 확대 포함, 보육을 위하여 2천만 달러 지원.
장애인 보조금을 월 $50, 즉 연간 $600 인상하기 위하여 1억9천9백만
달러 지원.
아동 관련 추가 혜택 면제를 위한 8백만 달러 포함, 저소득자 대상 소득
보조금으로 1억7천5백만 달러 지원.

CLBC 포함, 공동체 생활 서비스에 3년간 1억3천5백만 달러 지원.

우선 주택 공급 부문 투자
주 정부는 BC 가정의 주택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
백 투 스쿨

BC 주의 백 투 스쿨(backto-school) 세금 공제는
학령 자녀를 둔 부모의

»
»

덜어주는 비환급 세금
자녀당 $250로, 자녀당 최대

$12.65까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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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약 42,000명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지원하는 BC 주택 파트너십
(BC HOME Partnership) 프로그램으로 7억 달러가 넘는 주택 담보 대출
보조 융자.

학교 준비물 구입 부담을
공제입니다. 이 공제액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면제 한도를 $500,000로 인상하여,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최대 $8,000까지 절약.

»

정신 건강 및 물질 남용 문제가 있는 개인 포함, 노숙자를 지원하는
380호의 주택에 6천5백만 달러 지원. 근 5,300호의 주택 지원에 총
9억2천만 달러 지원.
매년 33,000여 가구의 저소득 가족 및 노인 지원을 위한 임차 지원 프로그램.

전기료에 부과되는 PST 인하
전기료에 부과되는 세율은 2017년 10월 1일부터 7%에서 3.5%로 인하되며, 2019년

4월 1일부터는 완전 없어집니다. 전기료 PST 폐지로 중소기업은 연간 5천만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택용 전기료는 이미 PST 면제입니다.
공원 및
사업체 규모별 전기료 PST 납부 추산액(2015~16)

환경 보호
공원 미래 전략(Parks

대기업
5천백만 달러
주 정부
천4백만 달러
대규모 공단 사용자
4천9백만 달러
중소기업

5천만 달러

Future Strategy)에
3천6백만 달러 지원.
광산 허가 및 감독에

천8백만 달러 지원.
환경 관리법 준수 및 집행에

9백만 달러 지원.

지역 사업체 및 경제 성장 지원
사업 경쟁력과 경제 개발 증진을 위한 기타 대책

»
»
»
»
»
»

소기업 소득 세율을 2.5%에서 2%로 인하.
기술 부문, 과학 연구 및 경제 개발, 혁신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벤처 자본에
세금 공제 확대 및 증대.
주 정부 기술 전략 강화에 8천7백만 달러 지원.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하여 BC 주 외곽 및 외딴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확대하는 추가 자금으로 4천만 달러 지원.

순록 복원 프로그램(Caribou

Recovery Program)에
2천7백만 달러 지원.
침입성 식물 관리에

천만 달러 지원.
산림 재조성 작업에

9백만 달러 지원.
청정 에너지 차량(Clean

Energy Vehicle) 프로그램에
4천만 달러 지원.

서비스와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주 정부 인프라 신설 및 업그레이드에
3년간 기록적인 245억 달러 투자.
아시아 국가들 소재 주 정부 3개 무역 투자 사무소에 6백만 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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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 채무 감축 및 투자.
2019~20 회계 연도 말까지, 직접 운영 부채는 2013~14 회계 연도의 102억 달러에
비하여 90% 줄어든 11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감축으로 이번 회계 연도
말까지 이자 비용 5억여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꾸준하고 엄격한 관리로,
빠르면 2020년도에는 운영 부채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BC 주는
45년만에 처음으로 운영 부채가 없게 됩니다.
— 최고 기준

주 정부의 국내 총생산 대비 세금 지원 부채 비율은 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핵심
수치로, 2017~18 회계 연도에 15.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가

2019~20 회계 연도까지, 1982~83 회계 연도

받은 AAA 신용 등급

등급이 상향됐으며, 이는
더욱 견실해지고 다각화한
경제와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BC 주는 3대 국제
신용 평가 기관(Standard

and Poor’s, Moody’s, Fitch)
으로부터 전부 AAA를 받은
유일한 주입니다.

적자

흑자

균형 예산 복귀

16

(단위: 10억 달러)

2004년 11월 이후,
BC 주는 7회에 걸쳐 신용

이후 최저치가 예상되는 직접 운영 부채

12

14.0
10.2

8

4

04/05

5.7
이 속도라면, 2019~20 회계 연도까지 직접
운영 부채가 전혀 없게 될 수 있음
05/06

06/07

07/08

08/09

09/10

10/11

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BC 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저부채 비율로 AAA 신용 등급 획득
국내 총생산 대비 납세자 지원 부채 비율 (%)

BC 주(16.1%)

캐나다(31.8%)

온타리오 주(40.3%)

퀘벡 주(48.1%)

출처: 2016/17 FORECAST FROM MOST RECENT QUARTERLY UPDATE FOR EACH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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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균형 예산안 주요 내용

BC 주 수출품 1/3 이상이 아시아로
기타
국가

11.4%

기타
아시아국

9.7%

운송 인프라에

47억 달러 투자

2016년 주별 연간 국제 수출품 점유율
일본

9.5%

중국

15.5%

미국

프린스 조지 서부까지 3.4km

53.9%

의 4차선 16번 고속도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기타
국가

6.5%

아시아국

새먼암(Salmon Arm)
서부까지 6.3km의 4차선

미국

7.2%

86.3%

1번 고속도로.
컬로나에 4.5km의 6차선

앨버타 주

97번 고속도로.
기타 국가 아시아국

15.7%

3.4%

미국

80.9%

빅토리아 Admirals Rd와

McKenzie Ave 교차로에
1번 고속도로 분기점 신설.

온타리오 주
출처: BC STATS(반올림으로 합계는 100%가 안 될 수도 있음)

말라핫 빌리지를 통과하는

5km의 4차선 1번 고속도로.

기록적 수준의 인프라 투자 지출
랭리 216th St에 1번

BC 주의 자본 계획에 포함된 주요 납세자 지원 인프라 사업 중 65억 달러 이상이 BC 주

고속도로 분기점 및 1번

전역 지역 사회에 투입됩니다. 이 같은 학교, 도로, 보건의료 시설, 고등 교육 기관 건축

고속도로와 202 St 간

및 기타 투자로 건축 기간 중 30,000여 개의 직접 및 간접 일자리에 도움을 줍니다.

6차선과 신규 분기점 설치.
알렉스 프레이저 다리에

인프라 투자 지출
3년간 납세자 지원 인프라 총 지출

137억 달러

7번째 차로 신설,
91번 고속도로와 72 Ave
교차점에 분기점 신설 포함.
오카나간 밸리 교통축

32.8% – 운송

프로그램.

18.9% – 고등 교육 기관
14.6% – 교육

캐리부 연결로 프로그램

13.9% – 기타(BC 주택 공사 포함)
19.7% – 보건의료

중요: 반올림으로 합계는 100%가 안 될 수도 있음.

Balanced Budget 2017 Highlights [Korean]

7

2017년 BC 주 총 세금 구분:

$9,796

4인 가족의 맞벌이
부부 소득 $90,000

주 정부 소득세: $2,412

2017년 주별 주 정부 세금 비교

수준의 총

주 세금 합계

최저
순재산세: $3,566

세금 부담

$17,600

$9,796
판매세: $1,564

브리티시 컬럼비아

$13,241

$13,244

$13,667

PEI

ON

MB

$14,260

$14,261

$14,301

NL

NB

NS

$10,078

$7,662

연료세: $218
순탄소세: $236

주는 모든 세금

건강 보험료: $1,800

AB

(소득세, 소비세,
건강 보험료, 급여세

2017년 BC 주 총 세금 구분:

등)을 감안할 때

BC

SK

QC

$6,525

4인 가족 맞벌이
부부 소득 $60,000

주 정부 소득세: $556

총 세금 부담이
캐나다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재산세: $2,441
주 세금 합계

2017년 주별 주 정부 세금 비교

판매세: $1,303

$8,043

$8,694

$8,877

$8,990

$9,013

$9,078

NB

MB

PEI

NS

QC

$9,450

$6,525
$5,253

연료세: $218
순탄소세: $208

$4,099

건강 보험료: $1,800

AB
2017년 BC 주 총 세금 구분:

SK

BC

ON

NL

$7,871

독신 개인 소득

$80,000
주 정부 소득세: $3,959

주 세금 합계

2017년 주별 주 정부 세금 비교

순재산세: $1,490

자세한
정보

$11,226
$7,871

$12,322

$12,444

$12,885

NB

ON

PEI

$14,106

$14,427

$14,970

NL

NS

MB

$8,425

판매세: $1,119
연료세: $218
순탄소세: $186
건강 보험료: $900

2017년 예산안

세부 내용:
www.bcbudget.ca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www.gov.bc.ca/fin

$19,822

BC
2017년 BC 주 총 세금 구분:

AB

SK

$3,121

QC

동등한 연금
수령 노인 부부

주 정부 소득세: $0
건강 보험료: $0

소득 $30,000
순재산세: $2,166

주 세금 합계

2017년 주별 주 정부 세금 비교
이 문서는 무염소 친환경
종이에 인쇄되었으며, 재활용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고, 100%

$2,796

재활용 가능합니다. 이 문서는

$2,923

$3,121

$3,372

$3,410

MB

ON

$4,459

$4,470

$4,547

PEI

NS

QC

$4,834

$3,638

환경 보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판매세: $867

자원 낭비 축소,
재사용,
재활용해주십시오.

연료세: $145
순탄소세: -$57

NL

AB

BC

SK

NB

